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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제15차 주소인프라분과 회의록

1. 회의 개요

o 일  시 : 2013년 10월 31일(목) 16:00 ~ 18:00

o 장  소 : ㈜ KINX(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0층 대회의실

o 참석자 : 총 14명

구 분 성  명   및   소  속 명수

분과위원

이영음(방통대, 위원장), 이동만(KAIST), 김국(서경대), 정찬모 (인하대학교), 

박윤정(한국뉴욕주립대), 윤원철((주)KINX), 오병일(진보네트워크),김경석(부산대),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김인숙(한국소비자원), 

김기중(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12명

배 석 이정민, 황상기(이상 KISA) 2명

2. 회의 내용

o IGF 발리회의 출장 결과 공유

o IXP 촉진방안 스터디 모임 회의 결과 공유

o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발전 방향 논의

o ICANN의 한글 gTLD 검토패널 전문가 참여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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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회의결과

o IGF 발리회의 출장 결과 공유

- 정부뿐만이 아니라 private sector 및 civil society도 참여하는   

독특한 형태의 UN 산하 포럼임. 인터넷에 관련된 다양한 공공정

책문제에 대해서 Multi-stakeholder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인터넷거

버넌스의 중요한 하나의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정착했음.

IGF가 discussion forum으로서 experiment stage(실험 단계)를   

벗어나 이제는 제 위치를 찾아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됨.

또한, 지역(region)단위, 국가단위 IGF를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두르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IGF에서는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 문제가

거의 모든  세션에서 다뤄짐. IXP문제는 아시아지역에서도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가 각각 지역Hub와 Neutral IXP의 정착, IXP의 

보급 확산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회의 전체적으로 몬테

비데오선언과 그에 이은 Fadi(ICANN CEO)가 브라질 대통령 

Dilma와 합의한 브라질서밋(Brazilian Summit)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중점적인  관심사가 됨. 브라질서밋은 900여명의 참석 규모로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에 개최 될 예정이며 주제는 ①ICANN의 국제화

②인터넷관련 공공정책으로서 Multistakeholder간에 합의의 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orphan issues)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 함. 이 회의의 결과물로 추후 인터넷거버넌스의 어떤 

원칙이나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전응휘)

- 브라질서밋에 900여명의 civil society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별로 civil society를 선출하는 것인지 질문드림.(윤복남)

- 준비위원회 구성 시 civil society도 참여하고 여기서 참석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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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로 함.(전응휘)

- 이어서 박윤정 교수님 발표해주시기 바람.(이영음)

- ICANN 회의는 ccNSO에서 오랜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스 디스

페인(호주)이 맡았으며, 회의 초반에 ICANN은 ‘브라질 등과 같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Coalition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함. 만약 이런 취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을 떠나라는 

강경한 발언을 함. 이에 대해 소수의 시민사회 일원인 제레미   

말콤(ITU WCIT회의에 대응, 구글의 재정지원을 받아 Best Bits를 

coordination한 인물/호주)은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ICANN과

같은 Technical Community(전문가 집단/ICANN, ISOC, ccTLD

등)이 지속적으로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동조를 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킴. 이에 ICANN CEO가 직접 시민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해를 구하고, 함께 브라질 회의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함.

기존 일본의 경우 미국 우호적인 발언을 하였지만 이번 회의 개막

식에서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였음. Multistakeholder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Cyber-Secu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9월 관련 Asean지역 장관들을 초청하여 control 및 regulation에

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함.

이에 미뤄 짐작해본바 미국에 우호적 이였던 일본조차도 포지션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KIGA나 

주소인프라분과에서 consesus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내년 브라질서밋에 co-host로써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글로벌거버넌스관점에서 한국이 역할을 담당할 의지가 있

는지)에 대해 미래부, 외교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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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Middle Power로서 ICANN과 ITU사이에서  

섣불리 한쪽에 치우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두 기관의 

framework사이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을 하길 바라고 국내의 consensus가 도출되기를 희망함.(박윤정) 

  - 이어서 오병일 위원님 발표해주시기 바람.(이영음)

  - 이번회의에는 정부(ETRI에서 한분), 인권위(세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내 Multistakeholder가 참여하였음. 특이사항은 인권위에서 참여

했다는 사실이며 향 후 인터넷거버넌스 관련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지 지켜볼만한 사항임. enhanced cooperation을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것이 이번회의를 준비하면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진전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슈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브라질서밋 개최와 관련한 사항이었음. 아직 공식

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예정된 의제 중에 하나는 

ICANN 국제화 부분, 다른 하나는 mass surveillance에 관한 내용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됨. 시민사회 입장에서 브라질서밋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인터넷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Inhanced cooperation으로 계속 나아갈지)대한 사항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임. 또한, 향후 인터넷거버넌스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하지만 일회성 움직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또한, 이 회의가 단순히 정부간의 

summit이 아닌 Multi-stakeholder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두 가지 부분은 ICANN CEO와 브라질 대통령의 사전 환담에

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함. 시민사회와 Fadi의 환담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Fadi는 브라질대통령과 접촉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브라질

정통부장관은 국가 중심의 모델(multilateral)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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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 CGIDI를 통해서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브라질 대통령을 설득하여 MS모델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고 함.

Multi-stakeholder 방향으로 추진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진정한 Multi-stakeholder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Multi-stakeholder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임. 브라질

서밋의 의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음.

민간중심의 시스템과 UN중심의 모델로 양분하는 박윤정 교수님의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시민사회그룹 내에서 

ICANN(주소자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정책(privacy,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Best Bits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

임. ICANN이외에도 여러 UN중심의 기구, 국가간/다자간의 협정

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공공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글로벌

거버넌스 공공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지에 관한사항이

Best Bits의 주된 관심사임. 브라질서밋의 의제가 너무 공공정책으로

몰리게 되면 아무런 성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제를 좁혀서 ICANN국제화 논의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CANN의제에 한정 되서는 안된다

라는 주장도 있음.(오병일)

  - ICANN의 국제화라는 의제가 민간화 하겠다는 의미인지?(윤복남)

  - IANA contract, affirmation of commitments와 같은 미 상무부의 점검을 

받는 사항을 몬테비데오 선언에 따라 globalization화 한다는 의미임.(전응휘)

  - 박윤정 교수님 발표 내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음. Best Bits는 구글에서 

만든 조직이 아님. 구글에서 펀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조직임. 보다 구체적으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그룹임. 

(ICANN의 정책에 동조하는)미국이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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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음. 민간중심의 시스템화를 원하는 

부류와 정부중심(UN)의 시스템화를 지지하는 부류로 양분화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ICANN만 봤을 때 해당되는 사항임. 파민더 싱도 

UN중심의 모델을 지지하기 보다는 지금의 국가중심의 조직이 아닌 

Multi-stakeholder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제를 두어 새로운

공공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이지 국가중심의(UN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오병일)

-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UN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과

ICANN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사이의 충돌은 예전부터 

있었음.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글로벌화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와 일대일로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런 관점에서 파민더 싱과 제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Best Bits만으로도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다른

조직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 상황임. 글로벌 시민사회에서도 분명

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문서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음.(박윤정)

  - 기존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IGC(Internet Governance Caucus)에서는 전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est Bits라는 새로운 civil society

그룹이 탄생한 배경에는 모두 동의를 하는 사항이며 민간중심의 

시스템이냐 정부(UN)중심의 시스템이냐 라는 차원은 아님. 파민더 

싱이 저에게도 박교수님에게 보낸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저의 관점

에서는 그가 국가 중심의 모델(multilateral)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분은 UN 중심의 국가간의 거버넌스가 아닌 Multistakeholder

모델을 지지함.(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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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ization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정부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확산하는데 있어 시민사회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파민더 싱과 제가 주장한 내용임. 관련 문서를 메일로 

공유해 드리겠음.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활동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의 

활동 목적임. ICANN을 내면적으로 옹호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관점은 정부위주의 포지션으로 비춰질 수 있음.(박윤정)

  - 이러한 논의가 기반이 되어 인터넷거버넌스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브라질서밋은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ITU전권회의에 앞서 논의할 사전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함.(이영음)

  - 동의함. ITU전권회의에서 정부중심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한 사전 모임의 

성격으로 생각함.(오병일)

  - 브라질은 전 정부차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우리

나라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영음)

  - UN IGF에서 스노든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질문드림.(김기중)

  -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mass surveillance로 인해 인터넷거

버넌스에서 주요 지위를 점하고 있던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도전을

받고 있음.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종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 고민하던 차 브라질대통령이 UN총회연설

문에서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함. 직간접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이에 지지함. 위기의식을 느낀 Fadi가 브라질 대통령을

찾아가 면담이 성사되어 예정에 없던 브라질서밋을 개최하기로  결정됨.

미 상무부와 ICANN이 사전에 합의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전응휘)

o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발전 방향 논의

- 지난 KIGA운영위회의에서 open-up 하자는 박재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어떤 식으로 open-up을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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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 open-up을 위해서는 인터넷거버넌스 모델 중 다자간참여가

중요함. KIGA에 없는 시민사회, 레지스트리, ISP등 다양한 인터넷

거버넌스 participant들의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하나 현재 이러한 

그룹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KIGA의 태생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서 주소인프라분과 차원의 논의를 진행 하였으면 함.(이동만)

- 주소인프라분과 위원님들 중에는 KIGA운영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것과 관계된 의견을 논하는 것보다

다른 사항에 대해 논하는 것이 좋을 듯함.(이영음)

- Subcommittee라는 분과 영문네임 때문에 sign이 요구되는 결정과정에서

drop이 된 경우도 있었음. 지난 10월 11일에 개최된 인터넷 주소

거버넌스 워크숍에서 KIGA이름으로 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KIGA가 어떠한 멤버쉽구조하에서 향후 어떤 비젼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음. KIGA운영위에 이러한 사항을

제안하기 이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첫째 

원치 않은 상태에서 KIGA 분과로 속하게 된 구조에 대한 고민

(KIGA운영위와 주소인프라분과 사이의 지향점과 공유점이 무엇인

지, KIGA운영위의 소속 분과로써 계속 활동할 것인지), 두번째 

KIGA 운영위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한국형 인터넷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생각함.

주소인프라분과에서는 도메인과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KIGA 운영위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인지 

모르겠음.(윤복남)

- KIGA 회의 및 포럼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였음.(이영음)

- KIGA가 ISOC-KR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브라질서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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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KIGA에서는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함. 박윤정 교수님의   

포지션처럼 정부에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우리도 civil

society의 일원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Subcommittee 네임을 벗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윤복남)

- 저는 open-up을 하자는 의견을 멤버쉽을 outbreak하자는 의미로 

해석했음. ICANN이 주소, 도메인 주제에 관해서만 논의하지 말고 

인터넷거버넌스라는 광의의 주제에 대해서 논하라는 국제적 요구가

일어났듯이 현재 주소인프라분과도 같은 고민을 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분과 차원에서 KIGA운영위에 제안하였으면 함.(이동만)

- 적극 동의함. 하지만 기존의 구조 내에서 제안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됨.(윤복남)

- 제안을 하기 전 분과 차원의 consensus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봄.(이동만)

- 지난번 KIGA운영위에서는 open-up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되지 않았음. open-up을 했을 시 회의비 등의 예산을 초월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주시면 취합을 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함.(이영음)

- 1,2안 계획을 설정,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정을 요청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함.(김국)

-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에는 쉽지 않음.(이영음)

- KIGA소속이 아닌 다른 civil society와 연계하여 제안을 할 수도 

있음. 이러한 논의의 장에 정부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음. MS모델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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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이슈화하여 한국의 인터넷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하기는 힘듦.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을 할지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하였으면 함.

주소인프라분과 차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각 나라별로 합의된 의견들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정부는 최근의 이슈(대량감시, 사이버 익명성 등)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오병일)

- 정부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며   

주소인프라분과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좋을 듯함.(이영음)

- 인터넷거버넌스와 관계된 한국형 MS모델 확립과 같은 논의가 우선 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이것이 선행되어야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음. 다음 회의 핵심안건으로 이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으면 함.(오병일)

-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 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음. 다음 회의 전에 이동만 위원님과 논의를 해 보겠음.(이영음)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오병일)

- subcommittee가 아닌 원래의 명칭 사용을 KIGA운영위에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함.(정찬모)

-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인터넷 주소거버넌스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KISA원장님의 

해법을 발표하시는 자리인지 질문드림.(윤복남)

- 그럴 것으로 예상함.(이정민)

- 차기 주소인프라분과 회의에서는 이 주제(한국형 인터넷거버넌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면함.(윤복남)

- 윤복남 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으면 함.(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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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난번 워크숍에서 발표한 정책사항 업데이트 ②금일 논의된 

주소인프라분과 독립에 대한 주제, 이 두 가지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정식으로 발제하겠음.(윤복남)

o IXP 촉진방안 스터디 모임 회의 결과 공유

- WTPF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regional level의 Internet

traffic 활성화를 위한 역내 IXP 역할 강화의 reccommandation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역내트래픽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과 연관된 국내 IXP연동망을 점검하는 논의를 하였음.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과 상호접속고시와 연관이 있는 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전응휘)

o ICANN의 한글 gTLD 검토패널 전문가 참여 요청 안내

- 무엇을 검토하는 자리인지 질문드림.(정찬모)

- 검토할 사항이 없으면 검토를 하지 않기도 하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을 위촉하여 검토를 진행함.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듯함. 주소인프라분과에서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전응휘)

  - 주소인프라분과 위원님들은 전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이영음)

  ※ 차기 회의

  - 일시 : 11월25일(월) 16:00 ~ 18:00

  - 장소 : 미정(KINX 또는 법무법인한결) 


